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317-322,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17 -

http://dx.doi.org/10.17703/JCCT.2020.6.4.317

JCCT 2020-11-41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융합학과 박사과정생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접수일 : 2020년 09월 27일, 수정완료일: 2020년 10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20일

Received: September 27, 2020 / Revised: October 12,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Corresponding Author: jskim@dhu.ac.kr
Dept. of Lifelong Education Convergence,
Daegu Hanny Univ, Korea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Travel Experience on Employee's Happiness  
and Motivations to Work

정차숙*, 김진숙**

 Cha Sook Jeong*, Jin Sook Kim**

요 약 본 연구는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미혼남녀 411명을 대상으로 온

라인과 대면 설문조사를 하였다.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 부모의 결혼형태, 종교, 출생순위에 따라 결혼가치관은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나, 학력과 직업, 동거가족원,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은 결혼가치관에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

고 결혼이미지는 성별, 부모의 결혼형태, 결혼의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낮고,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높을

수록 결혼에 대한 안정적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가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낮을수록 결혼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부모양육태도, 결혼가치관, 결혼이미지, 결혼의향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ult children on 
marriage values   and marriage image. For this purpose, online and face-to-face surveys were conducted for 411 
un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20～30s living in the Daegu, Gyeongsangbuk-do and Gyeongsangnam-do 
areas. The SPSS 25.0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arriage values according to gender, 
age, marriage type of parents, religion, and birth order, but no significance found according to education and 
occupation,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or education of parents. Also, 
marriage ima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gender, marriage type of parents, and marriage intention. 
Second, th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ult children confirmed that the lower the father's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and the higher the mother's acceptive parenting attitude, the more stable the value of marriage 
was and that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marriage image confirmed that the lower the father's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the better the marriage image. 

Key words :  Parenting Attitude, Marriage Values, Marriage Image, Marriag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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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사회의 급격한 산업발달은 결혼가치관과 결혼 연

령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남성 평균초혼연령이 33.37세이며, 여성은 30.59

세로나타났다 [16]. 한국사회의만혼현상은혼인율의감

소와 평균초혼연령 증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인율 감소와 만혼현상은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문제

로 발전하고 있다. 핵가족화와 소수의 자녀로 구성된 현

대 가족 구조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영향이 자녀들에게

크게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부모양육

태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발달심리학자나유아교육학자들은인간이환경으로부

터받은영향은어린시기일수록큰영향을미친다는점

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 [17]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유아기의 경험이 인간의 일생에 걸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의 자녀양육 가치관, 양육태도

는성장기아동에게있어서행동결정과정에중요한영향

을미치는요소가되고있다 [6]. 부모양육태도는아동기

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갖는 고유의 품성,

자기통제력, 그리고 사회적 삶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

한 심리 사회적 적응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양육태도는자녀의총체적인발달및자기개념완성

에미치는중요한일차적인환경적요소라고볼수있다.

따라서부모양육태도는한개인의성장에직간접적영향

을 미치고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수용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격과 인간성을 완성시키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도덕교육이라 강조한다. 교

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 속성을 인간적 속성으

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칸트

의 교육론은 자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부모가 성장과

정에 맞는 교육내용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고있다. 올바른부모의교육적역할을위해서는부모역

시 부모됨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를 통해자녀는부모의양육태도에따른영향속에서자

랄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옳고 바른 교육적

영향을미치고자하여도자녀는부모의양육태도에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고, 반대일 경우라도 자녀가 긍

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태도의 실제 행동보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각이

더 자녀의 인성적, 행동적 특성들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7].

최근 서구사회의 가치관이 우리사회에 들어오면서 성

인자녀들의일상생활에도많은영향을미친결과, 20∼30

대의 미혼율상승과여성의사회참여기회증가등에따

른 가정과 사회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되어 결혼의 당위성이 많

이퇴색되었다 [9]. 결혼은남녀간의애정과사랑의결합

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일정한 제도를 통해서 가족과

사회가유지된다는복합적의미가있다 [2]. 과거의한국

에서는 결혼을 일생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이해하여

대다수의 사람이 결혼을 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현재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있다. 현대사회에서결혼은개인의선택혹은의

사결정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결혼보다 자아실현과 직업이 우선시되며, 결혼 이후의

힘든 현실적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독신 선택

이많아져가고있다 [3]. 이는결혼이필수적이라는결혼

가치관이점점약화되어가고, 결혼이점차선택사항이되

어가는사회현상을보여주는 단면임을 알 수 있다 [15].

결혼가치관이나 결혼이미지는 사회적 여건과 개인적,

심리적 욕구 및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복합적

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

은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을 형성하

여사회화시킨다. 한개인은가정안에서의무와욕구를

조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간다. 성숙

한인간으로발전하기에가정안에서의역할을적합하게

조화를이루는것은건강한가정의지속및사회발전에

매우중요한요인이다 [14]. 이를통해볼때부모의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실천태도가 자녀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결혼에 대

한가치관, 가족형성의의미, 결혼이미지형성등은부모

와의긴시간을통한교육적영향하에서발생되는중요

한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본연구는 20～30대 미혼의성인자녀를대상으

로 그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어떠하며, 그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관과 결혼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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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20～30대 미혼남녀를대상으로하였으며,

총 411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 중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18]의 척도를 [1]이 검

토하여 제작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

고 결혼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12]의 결혼의식 척

도를 수정·보완하여 [5]가 만들어 놓은 척도를 이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회수된 설문지는 SPSS for Windows versio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빈

도분석을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신뢰도를검증하

기위하여 Cronbach’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측

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넷째, 주요 변

인간의관련성을확인하기위해상관분석을실시하였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

의차이를검증하기위하여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

관 및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의 차이

성별에 따른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의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이 여

성에 비해 안정적 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결혼이미지가

높고 소극적 가치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성별에 따른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Marriage Values and Marriage Images

by Gender

변인 Group N M±SD t(p)
안정적
가치관

남성 158 3.44±.38 3.33***

(.001)여성 253 3.31±.39
보수적
가치관

남성 158 2.60±.48 4.41***

(.000)여성 253 2.37±.55
소극적
가치관

남성 158 2.49±.51 -3.97***

(.000)여성 253 2.71±.61
결 혼
이미지

남성 158 5.55±1.13 6.52***

(.000)여성 249 4.75±1.25
***p<.001

2) 종교에 따른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의 차이

종교에따른결혼가치관및결혼이미지의차이를검증

하기위하여일원배치분산분석을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독교가 무교에 비해 보수적 가치관이 높고 무교가 기

독교에 비해 소극적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종교에 따른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의 차이
Table 2. Differences in Marriage Values and Marriage Images

by Religion

변인 Group N M±SD F(p)

안정적
가치관

기독교(a) 107 3.41±.40

.78
(.537)

불교(b) 69 3.32±.41
천주교(c) 19 3.34±.34
무교(d) 211 3.36±.38
기타(e) 5 3.20±.57

보수적
가치관

기독교(a) 107 2.62±.53

4.19**

(.002)

불교(b) 69 2.46±.50
천주교(c) 19 2.48±.62
무교(d) 211 2.39±.52
기타(e) 5 2.14±.56

소극적
가치관

기독교(a) 107 2.48±.52

2.83*

(.024)

불교(b) 69 2.62±.59
천주교(c) 19 2.59±.56
무교(d) 211 2.71±.61
기타(e) 5 2.66±.52

결 혼
이미지

기독교(a) 103 5.20±1.17

1.21
(.305)

불교(b) 69 5.17±1.33
천주교(c) 19 5.19±1.09
무교(d) 211 4.95±1.30
기타(e) 5 4.40±1.58

*p<.05, **p<.01, ***p<.001

3) 출생순위에 따른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의 차이

출생순위에 따른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

과, 첫째가막내에비해소극적가치관이높은것으로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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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출생순위에 따른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Marriage Value and Marriage Image

according to Birth Order

변인 Group N M±SD F(p)

안정적
가치관

첫째(a) 202 3.36±.39
1.57
(.196)

둘째이하(b) 94 3.31±.40
막내(c) 95 3.43±.38
외동(d) 20 3.35±.37

보수적
가치관

첫째(a) 202 2.46±.54
.84
(.475)

둘째이하(b) 94 2.40±.52
막내(c) 95 2.50±.51
외동(d) 20 2.55±.66

소극적
가치관

첫째(a) 202 2.73±.60
4.60**

(.004)
둘째이하(b) 94 2.58±.54
막내(c) 95 2.48±.54
외동(d) 20 2.50±.66

결 혼
이미지

첫째(a) 198 4.91±1.29
1.76
(.154)

둘째이하(b) 94 5.14±1.18
막내(c) 95 5.22±1.29
외동(d) 20 5.28±1.31

**p<.01

4) 결혼의향에 따른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의 차이

결혼의향에 따른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의 차이를

검증하기위해서독립표본 t-검증을실시하였으며그결

과결혼의향이있는사람은없는사람에비해안정적가

치관, 보수적 가치관, 결혼이미지가 높고 소극적 가치관

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결혼의향에 따른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의 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Marriage Value and Marriage Image

according to Marriage Intention

변인 Group N M±SD t(p)
안정적
가치관

의향 있음 336 3.42±.36 6.68***

(.000)의향 없음 75 3.10±.43
보수적
가치관

의향 있음 336 2.56±.48 8.78***

(.000)의향 없음 75 2.01±.51
소극적
가치관

의향 있음 336 2.48±.51 -12.60***

(.000)의향 없음 75 3.28±.45
결 혼
이미지

의향 있음 334 5.38±1.07 12.97***

(.000)의향 없음 73 3.59±1.05
***p<.001

2.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에 미

치는 영향

1)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관의 안정적 가치관에 미

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관의 안정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분석결과, 아버지의거부적태도가낮고어머니의수

용적 태도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안정적 가치관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부모양육태도가결혼가치관의안정적가치관에미치는영향
Table 5.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Steady Value of

Marriage Values
변인 B SE β VIF R2 F

아버지 수용적 태도 -.04 .05 -.06 2.11

.095 10.54***
아버지 거부적 태도 -.18 .06 -.21** 1.75
어머니 수용적 태도 .16 .06 .20** 2.09
어머니 거부적 태도 -.02 .06 -.03 1.78
**p<.01, ***p<.001

2)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관의 보수적 가치관에 미

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관의 보수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모양육태도는 결혼에 대한 보수적 가치관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모양육태도가결혼가치관의보수적가치관에미치는영향
Table 6.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Conservative Values

of Marriage Values

변인 B SE β VIF R2 F
아버지 수용적 태도 .14 .07 .15 2.11

.014 1.40
아버지 거부적 태도 .01 .08 .01 1.75
어머니 수용적 태도 -.06 .08 -.06 2.09
어머니 거부적 태도 -.00 .08 -.00 1.78
**p<.01, ***p<.001

3)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관의 소극적 가치관에 미

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관의 소극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검증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으며, 분

석결과는아버지의수용적태도가낮고아버지의거부적

태도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소극적 가치관이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표 7. 부모양육태도가결혼가치관의소극적가치관에미치는영향
Table 7.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 on the Passive Values of

Marriage Values

변인 B SE β VIF R2 F
아버지 수용적 태도 -.21 .07 -.20** 2.11

.095 10.47***
아버지 거부적 태도 .19 .08 .15* 1.75
어머니 수용적 태도 .15 .08 .12 2.09
어머니 거부적 태도 .12 .08 .09 1.78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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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양육태도가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가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아버

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낮을수록 결혼이미지가 좋아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부모양육태도가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Table 8.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 on Marriage Image

변인 B SE β VIF R2 F
아버지 수용적 태도 .29 .15 .13 2.09

.132 10.47***
아버지 거부적 태도 -.44 .17 -.16* 1.73
어머니 수용적 태도 .14 .18 .05 2.08
어머니 거부적 태도 -.33 .18 -.12 1.77
*p<.05, ***p<.001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는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와그들이지각하는부모양육

태도와 결혼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결혼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중

심으로 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서결혼의향을살펴본결과, 긍정적인결혼의향이 81.8%

로 높게 나왔고, 안정적 결혼가치관과 보수적 결혼가치

관이 소극적 결혼가치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10]의 연구와도같은맥락으로볼수있다. 성별에

서는남성이여성보다안정적결혼가치관과보수적결혼

가치관 및 결혼이미지가 높고 반면 여성은 소극적 결혼

가치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녀가 결혼을 외면하는

이유에서 차이를 보였던 [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는 여성스스로가 결혼이

출산과 양육이라는 책임의 대부분을 혼자 지는 것으로

믿고, 이로인한부담감과동시에경제적여건과같은현

실적 환경을 고려할 때 결혼에 대해 소극적가치관을 가

지는것으로볼수있다. 또, 연령, 부모의결혼형태, 종교,

출생순위등이결혼가치관및결혼이미지에영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가 무교에 비해 보수적 가치

관이높게나타났고, 종교가없는경우, 내삶에서결혼선

택보다는일과자아개발을더중요하게선호한다. 또,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

음으로, 성인자녀들이 결혼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여

기고 결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인자녀가결혼에대한보수적인태도를보이거나배

우자와의정서적·경제적인안정된생활을통하여안정적

인 결혼생활을 기대할수록 결혼을 꼭 하고자 하는 의지

를보이는반면결혼보다일과자기계발을더중요시할

수록 결혼의향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조건과 결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령기의남녀가결혼하는비율이적어진다는것은개인

적으로는삶의만족도에영향을줄수도있으며더나아

가 국가 사회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한층 높

이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성인자녀들의긍정적인결

혼의향이 실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결혼의현실을나타내는측면을고려함으로써그들의

결혼진입이 유리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들어결혼장려를위한여러정책들을통해젊은이

들의 결혼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은 형식과 피상적인 현실조건보다는 결혼의 본질과

가족의본질에더욱큰의미로접근할때의미있는미래

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혼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

관이나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아버지의 거부적

인 태도가 낮고, 어머니의 수용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안

정적 결혼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

상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모가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고있으며갈등이적은경우에자녀의결혼에대한태

도가 긍정적인 경향이 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

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자녀의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있어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아버지의 수

용적인양육태도가자녀의긍정적인결혼에대한인식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녀의 결혼가치관과

결혼 이미지 외에도 자녀의 전생애를 통한 발달에 부모

의 양육태도가 큰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주양육자인

어머니뿐만아니라아버지에대한자녀양육을위한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 자녀의 발달과

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자녀에 대

한어머니의영향에비해결코소홀히할수없는중요성

을 갖는다. 여기에 아버지의 역할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반듯한 역할

모델이 되어 주며,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아버지들의 인식변화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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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인자녀의 결혼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혼의향과 결혼

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경로로 다

양하다는것을보여준다. 부모양육태도의하위영역에따

라 결혼가치관과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 최근결혼에대한의향은보편타당한규범

보다는 개인적 선호와 태도의 방향이 더 커진다는 결과

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전통적인 결혼보다는 개

성적특징에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음

을나타내는결과이다. 결국이에대한해결을찾는과정

도 어느 하나의 해결책이 아닌 다양하고 복잡한 전략적

방안이동시에실천될때결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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